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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	KAMST	Certification	Course(KCC)	시험자격	100점	중	50점	인정	연수교육

REGISTRATION

사전등록	마감일 2020년 11월 30일 (월요일)

등록비	

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-803-664886 ((주)대한충격파치료학회)

정회원	가입비 평생회원 500,000원 

사전등록방법
1. 학회 홈페이지 www.kamst.org에서 사전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.
2.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e-mail (kamst2019@gmail.com)로 등록이 가능합니다.
3. 등록신청과 등록비 입금이 되어야 사전등록이 완료됩니다.
4. 신청자명과 입금자명이 동일하도록 하여주십시오.

등록신청서

성 명
 (국문)

 (영문)

의 사 면 허 번 호

등 록 구 분

근 무 지

학 회 가 입             □ 가입                □ 미가입

핸 드 폰 번 호

참 석 증             □ 신청                □ 미신청

초 대 자 명  (초대시 기제) 

KCC시험응시여부             □ 응시                □ 비응시

E - m a i l

※ 단체 등록시 같은 양식을 복사하여 사용해 주십시오

정회원 비회원 비  고

전문의 50,000 70,000 비대면학회로
사전등록으로만 

진행됩니다.전공의, 군의관, 공중보건의, 물리치료사 40,000 60,000

INVITATION

안녕하십니까?	
장기간 이어지는 COVID-19 사태에 안녕히 지내시는지요? 여러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시어, 코로나 이후 시대에서도 탄탄한 병원 

운영의 토대를 마련하시길 기원합니다. 언택트 시대에 맞춰 저희 학회에서는 2020 연수 강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며, 외국 

연자와 국내 저명한 연자를 모시고 보다 발전된 체외충격파 치료와 그 결과에 대해서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. 다양한 질환에 대한 

체외충격파 치료의 발전된 지식을 습득하여 더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며 여러 선생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참여를 

부탁드립니다.

 대한 충격파 치료 학회 회장 염	재	광



08:50-08:55 개회사 회장 염재광 

1.	충격파	치료란	무엇인가?	 좌장:	정승기	/	김재희

09:00-09:15 충격파의 역사와 원리 가톨릭의대 정진영 

09:15-09:30 충격파 치료의  종류 한림의대 이용범 

09:30-09:45 충격파 치료의 적응증  고려의대 정웅교

09:45-10:00 충격파 치료의 부작용 및 합병증 인제의대 최정윤

10:00-10:15 Discussion 

10:15-10:25 휴식 

2.	충격파	치료	어떤	경우에	할	수	있나?	 좌장:	정진영	/	이용범

10:25-10:40 효과가 증명된 치료의 방법 및 실제 (Approved standard indications) 바른병원 이상진 

10:40-11:05 새로운치료의 방법으로써의 ESWT (Common empirically-tested clinical uses) 피노키오정형외과 김재희

11:05-11:20 화상재활 분야의 충격파 치료 한림의대 조윤수 

11:20-11:30 Discussion 

11:30-11:40 휴식 

3.	Industry	Session	 좌장:	노규철	/	정웅교

11:40-11:50 HNT Medical 

11:50-12:00 Remed 

12:00-12:10 (주)웨버인스트루먼트 

12:10-12:20 (주)한일메디피아 

12:20-13:20 점심식사  

4.	해외연자	강의	 좌장:	염재광	/	박광선

13:20-13:50 Clinical use of shock wave for upper extrimity in athletes 
 Funabashi Orthopaedic Hospital,Japan Norimasa Takahashi

13:50-14:00 Discussion 

14:00-14:10 휴식 

5.	질환별	충격파	치료의	실제		 좌장:	선승덕	/	김양수

14:10-14:25 급성 손상에도 충격파 치료가 효과가 있나요? 제일정형외과병원 조남수

14:25-14:40 근막통증후군: 충격파로 어떻게 치료 하나(Radial type ESWT 치료의 실제) 연세본 정형외과 이재만

14:40-14:55 충격파를 이용한 외상과염의 치료 서울선정형외과 박광선

14:55-15:10 충격파를 이용한 하지 부종 치료의 실제 린크리닉 김세현 

15:10-15:25 요통 및 신경통 치료에서의 충격파 해맑은 신경외과 이성주

15:25-15:50 Discussion 

15:50-16:00 휴식 

16:00-16:30	 KAMST	Certification	Course(KCC)	시험		

 KAMST Certification Course(KCC) 시험자격 연수평점 100점 이상(사전신청자) 응시가능

 폐회사 회장 염재광

PROGRAM 대한충격파치료학회 연수강좌


